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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6일(수) 07: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5 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담당 : 권나미 활동가 (070-4760-0999) 김명혜 활동가 (070-4760-1201)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카라 킁킁도서관, 길고양이의 빛나는 생명력을 담은 

사진전 연다

- 네이버 화제의 연재칼럼 진소라 작가 <숨은 냥이 찾기> 사진 전시회, 3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

○ 3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동물권행동 카라의 동물 전문 도서관 킁킁도서관에서 길고양이 사진전 

<숨은 냥이 찾기>가 개최된다. 고양이 사진작가 진소라의 첫 책 <숨은 냥이 찾기>(야옹서가) 출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1, 2부로 나뉘어 7주간 총 39점의 사진을 선보인다.  

○ 네이버 화제의 연재칼럼 <숨은 냥이 찾기>, 야옹서가에서 전격 단행본 출간

진소라 작가는 2019년 봄 우연히 만난 길고양이 ‘뽀또’와 가족들을 사진에 담기 시작하면서 길고양이 

사진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2020년 5월부터 네이버 동물콘텐츠 ‘동물공감 판’에 연재된 화제의 칼럼 ‘진

소라의 숨은 냥이 찾기’는 네티즌의 큰 사랑을 받았고, 여세를 몰아 고양이 전문 출판사 야옹서가에서 



- 2 -

동명의 단행본 <숨은 냥이 찾기>로 출간되었다. 이번 전시는 이 책의 출간기념전인 동시에, 길고양이의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진전이다.

○ 길고양이의 빛나는 생명력을 찍다

길고양이는 대개 ‘연민의 대상’이 아니면 ‘혐오와 학대의 피해자’로 언급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진소라의 

사진 속 길고양이는 연민도, 혐오의 대상도 아니다.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빛나는 생명력을 뿜어

내며 존재감을 빛낸다. 작가는 그런 길고양이들의 세계를 사랑으로 지켜보며 오롯이 사진에 담아냈다. 

진소라의 이름을 널리 알린 것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촬영한 길고양이 사진들이지만, 그를 ‘길고양

이 사진가’로 만들어준 것은 역시 동네 길고양이 뽀또와 그 가족들이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촬영한 길고양이 사진의 두 면모를 모두 접할 수 있도록 1, 2부로 나눠 작품을 교체 전시한다.

○ <숨은 냥이 찾기> 1부 전시: 고양이 여행 사진전 | 3월 18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리는 1부 전시에서

는 작가가 길 위에서 마주친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고양이들의 모습을 담았

다. 봄꽃 향기를 음미하고, 한여름 그늘을 찾아다니며 더위를 식히는 고양이들. 가을엔 낙엽을 카펫 삼

아 뒹굴고, 겨울이면 눈밭을 뛰어노는 천진난만한 모습은 보는 이들을 웃음 짓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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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 냥이 찾기> 2부 전시: 성묘 입양 사진전 |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2부 전시는 작가를 

길고양이 세계로 인도한 뽀또와 오레오의 입양 전후 사진으로 구성된다. 야옹서가에서 2017년 <히끄네 

집>을 출간하며 시작한 성묘 입양 캠페인 ‘고양이는 클수록 좋다’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되었다. 특히 일

반 입양보다 드문 동반 입양을 실천함으로써, 다양한 입양 방식의 선례를 보여준다. 

○ [체험 이벤트] 킁킁도서관에서 ‘숨은 냥이 찾기’ | 진소라 작가의 길고양이 사진으로 만든 고양이 등

신대와 함께, 간단한 길고양이 상식을 킁킁도서관에 비치할 예정이다. 귀여운 길고양이 사진과 함께 인

증샷도 찍어 보고, 고양이 상식도 배우는 자율체험형 전시 이벤트다. 

또한, 전시 관람자 특전으로 길고양이 엽서 3종을 증정한다(소진 시 종료). 

○ 책 사고, 선물 받고, 후원까지~ | 킁킁도서관 전시 현장에서 <숨은 냥이 찾기> 책 구매 시 ‘묘생 네

컷’ 스티커를 기본 증정하며, 선착순 20권에는 작가가 기증한 ‘냥글냥글 고양이 스티커’ 세트를 추가로 

증정한다. 야옹서가에서는 전시 종료 후 도서 판매가의 30%는 동물권행동 카라에 후원된다.(끝)

• 진소라 작가 인스타그램 @cat_by_snap

• 야옹서가 인스타그램 @catstory_kr  

• 킁킁도서관 인스타그램 @kara_library

붙임 1. 전시회 상세 정보

붙임 2. 전시회 포스터

붙임 1. 전시회 상세 정보

진소라 사진 에세이 출간기념전 <숨은 냥이 찾기>   

[1부] 고양이 여행 사진전 2022.03.18.-2022.04.09.

[2부] 성묘 입양 사진전 2022.04.15.-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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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 3층 카라 킁킁도서관

관람 시간 | 매주 금‧토요일 오후 2시-8시

관람 문의 | 02-6382-0999

붙임 2. 전시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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